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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오랜 문화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의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선조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도교는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도교가 한반도에 녹아들고 발전하면서 한반도만의 특징을 지닌 도교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한반도 선조들의 전통적인 이념 및 문화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한반도의 가구발달
과정에서 도교의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등 도참설(圖讖說)은 한반도 전통가구의 용도, 조형, 재질, 문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왕조 후기는 한반도 수공업 발전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에는 가구류가 증가하여 
도교적 특성이 뚜렷하고, 모양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우수하고, 용도가 다른 가구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본 연
구는 조선후기 가구의 조형, 재질, 문양, 도장, 디자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교사상이 한국의 전통가구의 
형태와 문양의 발전에 영향을 준 주요 요소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가지 자연물이나 동식물을 가구
디자인의 문양으로 활용한 것은 가족들이 화(禍)를 피하고 하늘로부터 복(福)을 받기를 기원하는 도교의 기복
(祈福)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도교(道敎)∣한반도∣조선왕조∣전통가구∣
Abstract

Based on the life of the furniture is to reflect a region and the important basis of ide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culture form the traditional concept of directly determine the style 
and features of furniture. Due to the geographical locatio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have a long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Through long-term exchanges, Chinese traditional culture has penetrated 
into the daily life of the ancestors of the Korean peninsula in various ways. As one of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s, Taoism began to sprea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aoism on the Korean peninsula, Taoism culture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eninsula was formed and became part of the traditional ideological and cultural 
life of the ancestors on the peninsula.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urni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aoist theories such as yin-yang theory and five-element theory and geomantic geography 
theory have exerte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use, shape, material and pattern of traditional 
furni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as the heyday of the 
handicraft industry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period, the categories of furniture increased, 
and a large number of furniture with distinctive Taoist characteristics, beautiful shape, excellent design 
and different uses appeared. Through the study on the modeling, materials, patterns, seals and designs 
of furniture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this study confirms that Taoist thoughts are one of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forms and patterns. Using 
patterns of various natural objects or plants and animals for furniture design, it is to pray for family 
members to avoid disasters and disasters. Thus it can be seen that praying for blessings from heaven 
is the main Taoist thought.

■ keyword :∣Taoism∣The Korean Peninsula∣The Joseon Dynasty∣Traditional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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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반도와 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선천적 요인의 영

향으로 한국과 중국은 고대로부터 교류가 빈번하고, 교
류의 역사도 오래되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교류가 진전
됨에 따라 중국의 전통문화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융화하
는 한편 한국의 전통사상과 생활방식의 변화 및 발전에 
새로운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역사발전을 촉진
시켰다.

도교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전래한 것은 서기 7세기 
초쯤이었다[1]. 한국사적 「삼국사기」는 서기 3세기 때 
도덕경, 「열자」, 「천서」가 백제, 신라사회에 전파됐다고 
기록돼 있다. 서기 7세기에 노자의 책은 이미 신라 귀족
자제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2]. 서기 624년 도
교가 한반도에 정식으로 전래되어 국가의 보호 아래 기
존의 선도적 전통을 더욱 발전시켰고, 많은 도교 사상이 
교류에 따라 한반도로 전해져 한반도의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무술(巫術), 민속(民俗), 토속(土俗)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도교는 한반도 내 민간의 전
통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교의 발전과 한반도 유입에 
따른 한국 전통문화 생활의 일부인 전통가구의 발전과정
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그 원인이나 변천요인을 도출
해 내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목표
본 논문의 주제는 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

다. 조선시대의 가구 발전은 조선시대 수공업의 발전에 
따라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전기
란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로 조선 전기의 수공업은 상
류층의 수요만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장
인들은 경공장(京工匠)으로서 관에서 지정한 가구양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은 
관청 주도의 수공업의 붕괴, 즉 조선 수공업 발전의 후
기, 이른바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을 근간으로 
하는 관청의 수공업이 급속한 붕괴에 직면하였다. 많은 
장인들이 관청의 수공업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3].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도 가구발
전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의 윤택함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상류층의 주택 건축도 발전하였고, 
주택 건축의 발전은 동시에 가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
켜 한국 전통가구의 발전과 변화를 촉진시켰다.

가구는 전통 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가구의 생
성과 발전은 문화와 생활의 수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
다. 한국의 전통문화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상 중에
서 도교문화는 전통가구의 발전에 영향을 준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등 도교적 가치관
은 전통 가구의 용도, 조형, 재질, 문양 등에 중요한 영향
을 끼쳤다. 한국의 도교사상 토착화 및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생활과의 연관성을 판별하고, 조선시대 
가구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 전통가구의 보다 
근원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조선시대에 나타난 도교사상과 문화현황 

1. 도교사상과 문화의 고찰
도교는 고대 중국 춘추전국에서 발원한 종교신화인 방

선도(方仙道)로부터 비롯되어 많은 신명을 숭배하던 다
신교 원생의 종교형식으로, 주된 취지는 죽지 않고 도를 
얻어 신선이 되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고대 조선의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도가사상은 무소불
위, 장생불멸, 변증법의 요소와 무신론의 경향으로, 마음
을 비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청정무위(淸淨無爲)와 서
로 다투지 않는 부쟁(不爭)을 주장한다[4]. 도교는 자연
중심의 관념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중국인의 고유사상이
자 종교이다[5]. 도가 사상의 핵심은 도(道)로, 도는 우주
의 근본이며, 우주에서 모든 운동을 통제하는 법칙이다
[6]. 도가제일원칙을 기치로 도법자연, 자연에 순응하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으며，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자연
을 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자아를 존
중해야 한다[7]. 도가는 천지만물은 모두 도성에서 생겨
난다고 여기지만, 도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은 자연스러
움이기 때문에, 인간은 큰 길에 따라 자연에 순응해야 한
다는 것이다.

서기 624년 도교가 한반도에 정식으로 전래되어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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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40년에 신라인 최승우, 김가기, 승려 자혜가 당으
로 유학을 떠나 종남산에서 도사 신원지를 만났다[1]. 또 
종리장군으로부터 책과 수련법을 전수받아 3년 만에 세 
사람이 수련에 성공하였다. 김가기는 당나라에 남았고, 
최승우와 자혜가 신라로 돌아와 도교에서 내단성선(內丹
成仙)을 수련하는 방법을 전파한 데 이어, 김가기는 입당
한 최치원과 이청 등에게 구결을 전수하면서 한반도의 
신라에서 도교 수련이 시작되었다[1]. 최승우와 승려 자
혜의 제자인 최치원도 당으로 유학을 떠나 당의 과거에 
급제한 뒤 당나라 관직을 역임한 후 귀국하여 도교를 전
수해 후세에 조선도교의 시조가 되었다[2]. 이후 도교는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2. 한국문화에서 나타나는 도교 사상의 특징
도교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정통적인 시스템을 구축

한 적이 없지만, 그 영향은 한국의 민속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도교문화의 대표적인 원소인 
팔괘도(八卦圖)를 가구에 직접 응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수련하는 방법
이 성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가정용품에는 학, 소
나무 등 장수의 상징과 '복(福)''수(壽)' 등의 한자가 붙어 
있다. 사람들이 각종 경축일이나 장례, 제사, 집을 지을 
때 점쟁이를 찾아 길일을 택하는 것은 전통풍습에서 도
교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서로 조화시킨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상서·홍범》에 고대에 "오복(五福)"이라는 말이 있었
다. 소위 오복이라 하는 것은 첫째는 수(壽)라 하고, 둘째
는 복(福)이라 하며, 셋째는 강녕(康寧)이라 하고, 넷째는 
유호덕(攸好德:도덕적인 삶을 즐기는 일)이라 하고, 다섯
째는 고종명(考終命: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하
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강녕(康寧)'은 건강과 안녕을 뜻
하고, '유호덕(攸好德)'은 좋은 품성을 뜻하며, '고종명(考
終命)'은 살만큼 산 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강한 
장수(長壽)를 의미한다.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오복(五福)을 추구하며 생활해 
왔다. 오복은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행복을 가리키지만, 
보다 빈번하게는 인생의 행복을 개괄하는 데 쓰인다. 일
상생활에서 부귀(富貴)와 수복(壽福) 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식사할 때 사용하는 식기와 방 안에서 사용하

는 침구, 가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복'과 관련된 문
구를 볼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은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벽과 기둥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에서 장식용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장식들은 경사스러운 의미뿐
만 아니라 풍부한 철학적인 의미가 내포가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사람의 마음속을 뿌듯하게 하고, 눈을 보
양하고, 건강을 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민간에서 사
람들은 보편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고, 사람과 재
물이 모두 잘되기를 기원하는데, 그들은 늘 이런 상응하
는 장식 내용과 형식을 채택하여 아름다운 이상을 품고 
있다. 행운을 비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데 비
해, 사물(邪物)을 물리치고 액운을 피하는 방법을 채택하
는 것은 주로 미신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

도교의 음양오행설은 풍수지리의 팔괘방위(八卦方位)
로, 우주와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음양설
로 설명하고 있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물, 나무, 불, 
금, 흙 등 다섯 가지 성질로 오행설이라 하는데, 오행설
은 '상생상극(相生相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음
양설과 오행설을 결합하여 음양오행설로 발전하였다. 조
선시대 궁중건축인 경복궁은 바로 음양오행설에 따라 축
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경복궁 교태전의 '교태(交泰)'라
는 두 글자는 태극, 즉 음양의 뜻을 나타낸다. 이밖에도 
강녕전을 비롯한 다섯 개의 건물들이 오행을 상징하고 
있는데, 강녕전의 정문 이름이 향오문(嚮五門)이라는 것
도 이런 이유이다[8].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산이 많고 물이 많으며, 국토의 
75%가 산림으로, 산간의 냇물이 강을 형성하고 있으며, 
"금수강산"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자연과 유사하고 사계
절이 분명한 기후의 특징으로 고대 조선은 자연에 순응
하는 생활철학을 형성하여 집터를 선정할 때 풍수지리를 
중시하였다.

이중환의 「택리지」, 「지리생리인심산수」 등 4개 주택
의 입지조건 언급[9]. 그 중에서도 건축과 정원문화와 관
련된 풍수는 양택풍수이며, 음양오행 중 상생과 상극의 
관계이다. 죽은 자의 안식처는 음택, 산자의 안식처는 양
택, 음택과 양택의 명당은 성질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둘 다 방향과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남향이 가장 좋다
[10].

둘째, 물, 산, 평야와 균형 잡힌 환경을 형성하는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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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며, 또한 산이 아름다워야 하며, 
산 앞에는 물이 깨끗하고 풍부한 강이나 시냇물이 있어
야 하며, 산과 물 사이에 평평한 들도 있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평평하게 정돈된 들판이야말로 주거 건축에 좋은 
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강렬한 자연 숭배 정신과 농
경문화가 형성된 사상이다. 이 때문에 건축공간의 위치
를 정하고 공간을 배열할 때 한국의 옛 전통적인 '배산향
천(背山向川)'의 사상은 주택 뒷부분이 산으로 겨울 북풍
을 막고 주택 앞쪽의 소천은 여름에 남쪽의 청량풍을 가
져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산향천'은 북풍을 막아 
겨울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 
조건을 중시한 결과, 조선시대의 주거환경이 좋았으며, 
이러한 과학적인 사상을 통해 옛사람들의 심오한 생활 
지혜를 알 수 있다.

3. 한국 전통가구에 나타나는 도교적 특징 분석
한국 목가구의 기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할 

수 없는데, 아직 고증할만한 실물가구가 충분치 않기 때
문에 각종 자료와 고분벽화 속의 그림, 그리고 고분과 왕
릉에서 발굴된 각종 관련 유물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
다. 각종 참고 문헌에 따르면, 나무가구의 역사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에 강철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각종 목제품
이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에서 우리는 다리 부분이 비교적 짧은 탑(榻)과 네다리상
탁(四足床卓) 등의 가구를 발견할 수 있다. 탑(榻)은 당시 
귀족들이 좋아했던 가구 중 하나였고, 또 네다리상탁(四
足床卓)은 식사 테이블이었으며, 이는 아마도 조선시대 
가구 중소반의 전신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국토는 75%가 산지였기 때문에 고대부터 목재
를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목재는 가구를 만드
는 데도 사용되었다.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기본 사상은 
도교의 자연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건축은 가
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가공된 자연재료를 사용하였고, 
구부러진 나무, 울퉁불퉁한 돌을 모두 직접 사용하였다. 
이런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자연 상태를 수
용하는 도교 사상, 즉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따른 것이
다.

조선시대 주택건물은 온돌난방의 지상 구조로 평좌식 
생활문화가 형성되었다. 온돌 구조는 땅밑에 연도를 구
축한 뒤 그 위에 흙을 칠한 후 장판지로 바닥을 덮는다. 
그래서 여름에는 땅의 찬 기운이 모일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이 나온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외부의 기온
은 매우 낮아 지면에 열기가 있지만 방 천장이 높으면 천
장 바람이 불어 바닥의 열기가 따뜻하지 않다. 그래서 집
을 지을 때 가능한 한 방의 천장을 낮게 하고, 방의 면적
도 그만큼 작게 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든
다.

이렇게 자연환경을 고려한 생활방식은 자연히 가구 형
태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조선
시대 가구 다리의 형태가 변화되어 지면의 열기나 찬 공
기를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로 순환하여 통풍시키
는 작용을 한다. 또한 다리 형태 변화로 인해 생기는 가
구의 아랫부분은 비어있어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 풍혈
(風穴) 장식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안
정감을 더해주었다.

조선시대 가구의 장식 기법은 조각, 상감, 보호의 도장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도가는 천지만물은 모두 도성에
서 생겨난다고 여기지만, 도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은 자
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큰길을 따라 자연에 순
응해야 한다. 조선시대 가구의 특징은 목재문양의 자연
미를 표현하는 데 있었으나, 개인의 취향과 지방특성으
로 인해 정교하게 조각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라
도 지역의 장, 농, 옷걸이, 벼루 등은 화조, 십장생 등의 
문양을 부조로 새겼으며 일반 가구에서도 화초 문양의 
부조를 발견할 수 있다.

가구도장 기법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투명한 각종 식물
성 오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목재 본연의 결을 유지하고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서이며, 투명한 기름으로 목재의 
무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11].

도교는 많은 신명을 숭배하던 고대의 다신교 원생의 
종교적 형식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악귀를 몰아내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염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생활에서 원하던 각종 소망을 표현하고자 도교에 
관심이 많았다. 조선시대 가구의 장식문양은 이러한 염
원과 관념사상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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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사례
목재의 사용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자연 상태를 

수용하는 도교 사상, 즉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다.

가구다리의 발생

   

   

가구의 조형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순응한다.

투명한 식물유로 도장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녹아들며, 투명한 도장은 

도가 사상적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도교 문양으로 장식

 

도가의 예술 문양은 가구 
장식에 직접 사용되어, 
도가의 사상을 더욱 

인정하였다.

표 1. 한국 전통가구의 도교적 특징[12-19] 

장식문양은 크게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길상어문, 관
념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스러운 무늬: 주로 산, 물, 돌, 구름, 해, 달 등 
자연스러운 무늬의 소재는 대부분 생활 속의 각종 경관
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각
종 사물은 영원과 무궁을 상징하고 있으며, 장수를 기원
하기 위한 표상이다[20]. 

자연문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 종은 천문인데, 해, 달, 별 등을 포함하여 음

양을 상징하는 태극문과 자주 병용한다. 
- 두 번째는 지리문으로, 모든 자연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도안 형식으로 표현한다. 
- 세 번째는 구름무늬로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된다. 구

름 점, 구름, 구름 날리기, 구름 추리기, 십자가 무늬 
등이다. 

- 네 번째는 물결무늬로 물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도안 형식으로 표현한 문양을 나타낸다. 

- 다섯째는 바위와 산인데, 산은 사냥터에 속하기 때
문에 동물무늬와 함께 쓸 수 있다.

(2) 동물무늬: 동물무늬의 종류가 다양하고 장식문양
은 길조의 상징을 가진 동물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사
슴, 학, 호랑이, 용, 거북딱지, 봉황 등이다. 사슴은 깊은 
산 속에 사는 동물이고, 먹이는 약초이기 때문에 영수(靈
獸)로 불려 불로장생의 의의가 있다. 학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학선의 칭호를 얻었다. 조선시대 가구 중 
학문양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재 중 하나였고, 다른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과 함께 장수를 상징한다. 호랑이
는 산의 왕을 상징하고, 영물로 본다. 조선 시기 호랑이 
문양은 권위적이고 위엄 있고 신무적인 상징이며, 일종

자연문양

천(天)무늬

지리(地理)무늬

구름무늬

물결무늬

바위와 산무늬

동물문양

사슴무늬

학(鶴)무늬

호랑이무늬

박쥐무늬

용(龍)무늬

귀갑(龜甲)무늬

봉황(鳳凰)무늬

식물문

모란무늬

포도무늬

소나무무늬

대나무무늬

표 2. 장식 문양 분류

완초무늬

길상어문

卐자무늬

희(囍)자무늬

수(壽)무늬

복(福)무늬

강녕(康寧)무늬

만수무강(萬壽無疆)무늬

부귀다남(富貴多男)

관념문

십장생(十長生)무늬

여의(如意)무늬

안상(眼像)무늬

보상화문(宝相花纹)

태극(太極)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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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사(避邪)의 표현이었다[20]. 박쥐는 장수하는 동물
로 번식성이 뛰어나 많은 아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안방
에서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귀갑문은 
조선 후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으로, 거북의 등
껍질 모양이 육각형을 이루어 육각문(六角文)이라고도 
불린다[21]. 상징의 의미가 비교적 많으며, 장수, 무병, 
불사의 뜻을 갖고 있다. 용은 신화에 나오는 동물로서 그 
형태가 인간의 상상력으로 형성되어 국왕의 위엄과 권위
를 상징한다. 봉황은 신화에 나타난 동물로 일반적으로 
봉황은 덕, 인, 신, 의를 갖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라고 생각한다. 봉문과 용문은 일반적으로 대비하는데, 
용은 남자를, 봉황은 여자를 상징한다[20].

(3) 식물문(植物紋): 식물문은 또 영초문양이라고도 불
린다. 부귀(富貴), 다자(多子), 수부(壽富) 등을 상징하는 
종으로는 모란문, 포도문, 소나무문, 대나무문, 완초문 
등이 있다. 모란은 꽃 중의 왕이었고, 조선시대 모란문은 
부귀를 상징하는 길상 문양이었다. 포도문은 다자를 상
징한다[19].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고 변화가 거의 
없는 식물로 장수의 상징성이 있다. 또한 십장생문에 속
하기 때문에 다른 십장생문과 마찬가지로 장생의 의미가 
있다. 왕골은 신완, 선완, 불로초로 불리는 영초로 불로
(不老)를 상징한다[20].

(4) 길상어문(吉祥語紋): 길어문은 한자 고유의 의미를 
상징으로 한다. 특히 조선시대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은 
후 생활 속에서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이념이 
가구의 장식에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그 종류로는 자무
늬, 囍, 수복, 강녕, 만수무강, 부귀다남이 많다[11]. 수복
은 장수를 상징하여, 문자를 안방의 모든 용구에 도안하
였다. 강녕은 안녕과 건강을 상징하는 문자이고, 안방에 
도안된 가구이다. 만수무강도 장수를 상징하는 문자이
고, 어른에게 드리는 선물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가구 중 
하나다. 부귀다남은 부귀와 자식을 기원하는 문자로, 여
자가 쓰는 가구로 알려져 있다[19].

(5) 관념문(觀念紋): 정치적 불안, 경제적 빈곤, 신분제
도의 불평등, 이런 억압적인 사회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평안과 화목을 바라고 다양한 무늬로 이를 나타내고 있

다. 관념문의 종류에는 십장생문, 여의문, 안상문, 보상
문, 태극문 등이 있다[20].

III. 한국 전통 가구에 도교의 특징을 적용한 
사례 분석

1. 안방가구분석
안방은 주인과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든 남자가 출

입할 수 없는 폐쇄형 공간이다. 당시 여성은 남녀의 다른 
사회규범에 따라 단절과 제한적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생활공간에서 온화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추구했다. 
안방의 주요 기능은 먹고, 자고,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
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옷과 침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 농, 반닫이, 
문갑, 궤 등 다양한 보관가구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빗접, 경대 등이 있는데, 이런 가구는 규방문화를 대표하
고 있다.

문양 사례

박쥐문양의 장(欌)

박쥐의 문양은 장수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방주인인 부녀자가 
자손이 번성하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한 아이템이다.

박쥐문양의 반닫이

박쥐의 문양은 장수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방주인인 부녀자가 
자손이 번성하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한 아이템이다.

표 3. 안방가구분석[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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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빗접[25]

안방은 한집안의 최고의 부녀자가 사용하는 거주 공간
으로 모든 가구의 부장재가 박쥐날개 모양을 한 것이 많

다. 그 외에도 [그림 1] 빗접에서 보는 박쥐 문양은 장수
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방 주인인 부녀자가 자손
이 번성하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한 아이템이
다.

그림 2. 십장생문양의 농(籠)[26]

그 외에도 [그림 2] 농(籠) 에서 보는 열 가지 요소가 
되는 일월(日月)과 산악(山岳), 창해(滄海), 구름, 그리고 
계곡의 바위틈에 흐르는 물 등은 모두 생명의 근원을 나
타내며 생명이 번성하고 자손이 번창함을 상징한다. 소
나무와 불로초·거북·학·사슴은 장수의 상징물로 여겨져 
신앙적인 상징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안방에는 가구의 장식문양이 여성미를 많이 나타내고, 
다자다복(多子多福)을 상징하는 도교문양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석류, 포도, 박쥐 등의 문양이다. 일반적으로 다자
(多子)와 다수(多壽)는 같은 개념이거나, 혹은 공동의 염
원 아래 표현되는 두 가지 형식이다. 이러한 공동의 바람
은 바로 종의 번성, 생명이 멈추지 않는 근원적인 사상에
서 기원한다. 다복(多福)과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도교문
양이 많은데, 예를 들면 십장생, 거북무늬, 수도(壽桃) 등

박쥐문양의 경대 빗접

박쥐의 문양은 장수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안방주인인 부녀자가 
자손이 번성하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한 아이템이다.

십장생문양의 농(籠)

열 가지 문양이 모여 
자손의 번영과 가문의 

부귀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빗접(석류, 박쥐, 
거북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도교 문양의 사용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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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빗접(석류, 박쥐, 거북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27]

[그림 3]빗접은 부녀자를 위해 쓰는 침실 가구이다. 석
류는 일명 ‘사금대(砂金袋)’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씨를 
비유한 것으로 자손의 번창을 염원한 길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박쥐 문양은 다자다손, 자손 번창을 
상징한다. 거북은 장수하는 동물로, 거북의 갑문은 장수
를 상징하고, 십장생의 문양도 장수를 상징한다.

도의 본원은 영원한 "천지의 뿌리"이다. 이 뿌리는 끊
임없이 이어져야 자연과 인간의 '대의(大義)'를 구현할 수 
있다. 인간과 천지간의 감응은 숭배를 표현 수단으로 하
지만, 다산(多産)숭배는 모든 숭배의 근본이며, 무의식(無
意識) 중의 근본적 기복(祈福)주체로 존재한다. "낙생(樂
生)"은 생식 숭배의 근본적인 기조이다. 생(生), 출산(出
産), 생명(生命),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뜻이 내포 되어 
있다. 노장의 도에서 삶은 불로장생이고, 생명의 연속은 
자연히 장생의 또 다른 형식이다.

2. 사랑방가구
사랑방은 주로 남자가 손님을 접대하고 학문을 토론하

는 교류 공간이다. 따라서 사랑방 가구는 현대적 거실 또
는 서재용 가구에 비유 할 수 있다. 

사랑채는 주인의 취향에 따라 배치되었기 때문에 사랑

채의 가구 배치나 장식도 주인의 인덕, 안목, 지식, 가풍, 
전통과 재력을 대표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은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계층으로 상당한 부와 명예를 가지
고 있었으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못
하는 것은 당시에는 화려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최고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채 가구의 주요 장
식에 사용된 구름무늬는 십장생을 소재로 하고 글씨, 시
(詩), 산수 무늬, 사군자 등은 사대부의 정취를 고려한 것
이다.

도가 원소 중 가장 대표적인 관념문은 십장생문이다. 
십장생문은 열 가지 종류의 자연물을 길상의 소재로 선
택한 문양으로, 해, 산, 구름, 물, 소나무, 대나무, 학, 사
슴, 거북, 불로초 등의 문양이 한데 모여 자손의 번영과 
가문의 부귀영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8].

문양 사례

팔괘(八卦)문양

팔괘(八卦)문양의 
책장으로 장식적인 

의미가 강하다.

구름문양

구름문양의 경상으로 
보통 귀한집안의 

사대부 가문에서 주로 
사용됨

모란 문양

모란 문양의 연상은 
다산돠 번영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평가된다.

표 4. 사랑방가구의 도교적 특성 분석[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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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방가구

소반은 조선의 부엌가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시대 
가구 중 가장 많은 부조를 이용해 장식한 것은 작은 접시
였으며, 문양의 선택은 도교 사상을 표현하는 토테미즘 
예술이었다. 통영반(統營盤)의 잇대, 해주반(海州盤)의 각
반은 일반적으로 십장생, 모란, 매란국죽(梅蘭菊竹), 산
수, 화초, 당초, 시구 등을 사용한다.

그림 4. 통영반(식물문양)[34] 

[그림 4] 통영반은 모란 문양을 장식 도안으로 채택하
였다. 모란 문양은 회화, 자수, 공예품 등 광범위한 영역
에 걸쳐 애호되었는데 부귀장춘(富貴長春), 신선부귀(神
仙富貴), 장명부귀(長命富貴)를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
다[20].

그림 5. 해주반(포도문양)[35] 

[그림 5] 해주반은 포도문양을 장식 도안으로 채택하
였다. 다산(多産), 다남(多男)의 상징인 석류와 함께 포도
의 열매처럼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길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양 사례

수(壽)자 문양

장수의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문양은 도교적 
이미지가 특히 강한 
주방가구의 특색으로 

평가됨

사슴 문양

사슴은 장수를 기원하며 
장수는 오랜 도교의 

특색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각인되어있다.

호랑이 문양

호랑이의 문양은 도교의 
권선징악적 이미지가 

강하며 선과 악을 통한 
도교적 문화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평가 된다.

포도 문양

 

포도문양은 다산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다산은 도교문화의 

핵심이며 출산에 대한 
긍정성을 나타낸다.

표 5. 주방가구의 도교적 특성 분석[36-38]

학, 사슴, 호랑이 문양

학, 사슴, 호랑이 
문양의 문갑은 번창 

번영 장수의 이미지가 
강하며 주로 

남서위주의 도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여겨진다.

박쥐 문양

박쥐 문양의 문갑은 
전형적인 사대부의 
정제된 양식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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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자문 뒤주[39] 

[그림 6]의 뒤주는 곡물을 보관하는 가구로서 도궤, 두
도 등으로도 불리는 수장궤(收藏櫃)의 일종이다. 복자는 
사용자의 복에 대한 염원을 나타냈다.

IV. 한국 전통 가구에 나타난 도교의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

1. 건강(健康)과 장수(長壽)에 관련된 요소
오복(五福) 중에서 건강(健康)하고 장수(長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강녕(康寧)과 고종명(考終命)도 장수를 
의미한다. 장생불로(長生不老)는 도교의 제1 요지이며, 
도교는 개인 생명을 매우 중시하고, 개인 생명의 수련을 
중시하며, 수련의 목적은 선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여
긴다. 장생불로(長生不老)의 관념은 역대 제왕들이 추구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갈망이
기도 하였다. 전통 가구의 장식 장르 선택에서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의미의 문양은 각종 표현 수법을 통해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壽)자는 각종 형식으로 직접적
으로 가구 장식에 나타나, 장수에 대한 기원을 나타냈다. 
십장생(十長生)문은 전통 가구 장식에서 장수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양으로, 10가지 자연물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학, 사슴, 거북, 불로초 등 10
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2. 부귀(富貴)와 기복(祈福)에 관련된 요소
부(富)는 오복(五福)의 두 번째에 해당하고, 이는 부의 

풍요를 뜻하며, 귀함은 지위가 높으며, 고관의 작위는 현
란함을 가리킨다. 지위와 돈은 종종 공생한다. 고대에는 
벼슬길이 부의 가장 중요한 경로였고, 관직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귀를 누리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관직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출세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고
대 전통 가구 중에서 사랑채 가구 중에는 부귀를 나타내
는 장식문양이 많았다. 

3. 명예(名譽)와 지위(地位)에 관련된 요소
고대 조선은 사회 등급제가 뚜렷하고,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양반(兩班), 
중인(中人), 상민(常民), 천민(賤民) 등 4개 계급으로 구분
되었기 때문에 가구 장식문양의 선택에 있어서도 구분이 
뚜렷하였다.

호랑이는 산 중의 왕을 상징하고, 도교에서는 영물로 
본다. 조선 시기 호랑이의 문양은 권위(權威)적이고 위엄
(威嚴) 있고 신무(神武)적인 상징이며, 일종의 피사(避邪)
의 표현이었다. 학은 도교에서 '일품조(壹品鳥)'로 불리며 
봉황(鳳凰)에 이어 길상조로 불리는데, 학(두루미)은 고
관의 대표주자이다[19]. 구름 속으로 학이 나는 도안은 
일품고승(壹品高升), 일출시 선학이 나는 그림의 상징 '지
일고승(指日高升)'이다. 

모란 문양

모란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도교의 중국적 

모티브를 강하게 
나타내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특히 모란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함께 모여 다복의 의미를 

지닌다.

관용어 의미

무위이치
(無爲而治)

하는 일이 없이 정치를 하다. 성인의 덕은 지대하
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다스려
짐.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
는 일이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경우.

상생상극
(相生相剋)

五行(오행)의 運行(운행)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
른 것을 낳는 일과 다른 것을 이기는 일. 상생과 
상극.

장명부귀
(長命富貴)

장수와 부귀. 오래 살며 부귀를 누림. 남을 頌祝
(송축)할 때 쓰는 말.

표 6. 문장에서 쓰이는 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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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손(子孫)의 번창(繁昌)에 관련된 요소

도교에서 삶은 장생불로(長生不老)이며, 생명의 연속 
역시 장생의 또 다른 형식이다. 전통 생활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징되는 수법을 교묘하
게 활용하거나, 또는 사물의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조생
귀자(早生貴子)를 축복하는 간절한 마음과 상징을 전하
고 있다.

전통 가구 중 자손이 번창한다는 의미의 문양은 안방 
가구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희(囍)자 무늬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 부부간의 화목을 나타낸다. 박쥐 문양
은 전통적인 장식문양이다. 박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구에 직접 장식되어 있다. 박쥐 문양처럼 박쥐는 장수
하는 동물로 번식성이 뛰어나 많은 자의 상징으로 안방
에서 사용하는 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포도문도 다자
(多子)를 상징한다. 아울러 부귀다남(富貴多男) 등의 문자
는 부귀와 다자를 기원하는 의미로 여자가 주로 사용하
는 가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양들이다.

IV. 결론

1. 한국전통가구의 도교적 요소와의 상관성
본 연구를 통해서 도교 사상이 한국의 전통가구의 형

태와 문양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임
을 판별할 수 있다. 전통가구에서 도교적 요소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도교적 사상의 융합이 한국 전통문화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고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문양의 선택은 자연 현상 속에서 장수의 염원을 찾는 
것이며, 동물과 식물의 형상에서 오복의 기원을 찾는다. 
길상어문에서 수복강녕(壽福康寧)과 부귀다남(富貴多男)
의 염원을 찾는다[20]. 또한 가구 재료는 기본적으로 재
료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목재는 본토의 자연에서 난 것
이 사용되고 가구의 장식도 목재 본연의 무늬와 잘 어우
러져 가구가 소박함과 조화로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각
종 자연물을 응용한 문양이나 동식물의 문양을 차용해서 
가구디자인에 적용한 것은 가족들의 길흉화복(吉凶禍福)
과 관련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흉화(凶禍)와 재난(災
難)은 막아주길 기원하고, 길복(吉福)은 하늘이 내려주길 
기원하는 전형적인 도교의 피흉취길(避凶取吉) 기복(祈
福)사상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자연무위사상과 기복사상이 주가 되

는 도교적 요소들이 한국문화에 알게 모르게 넓게 뿌리
내려 있으며 한국인의 정서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가구의 조형, 재
질, 문양, 도장, 디자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교 사
상이 한국 전통가구의 형태와 문양의 발전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으며, 각종 자연물
을 응용한 문양이나 동식물의 문양을 차용해서 가구디자
인에 적용한 것은 가족들의 길흉화복(吉凶禍福)과 흉화
(凶禍)와 재난(災難)은 막아주길 기원하고, 길복(吉福)은 
하늘이 내려주길 기원하는 도교의 전형적인 피흉취길(避
凶取吉) 기복(祈福)사상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활문화 속에는 
형식적으로는 도교적 요소와 무관하지만 길흉화복과 관
련된 기복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욱이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위협적이고 불안한 요소
는 피하고자 하는 심리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가구에서 보듯이 조상들의 지혜와 정서로부
터 비롯된 방어기저가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본 연구의 내용이 현대인들이 심리적, 정서적
으로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
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생불로
(長生不老)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삶.

조생귀자
(早生貴子)

결혼했거나 할 커플에게 해주는 덕담. 빨리 득남
하세요.

부귀다남
(富貴多男) 재산이 많고 지위도 높고 아들이 많음.

수복강녕
(壽福康寧) 오래 살고 복되며, 몸이 건강하고 편안함.

부귀(富貴)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음

다복(多福) 복이 많음. 또는 많은 복.

무위자연
(無爲自然)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
런 이상적인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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